
I. 서 론

“오늘날 모든 소리는 음악이라는 포괄적인 영토 속에 

놓여 있는 끊임없는 가능성의 장에 속해 있다. 소리의 
우주라는 새로운 오케스트라를 주목하라! 그리고 소리
를 내는 모든 음악가들을 주목하라!” - 머레이 쉐퍼(R. 
Murray Scha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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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는 소리를 통해 문화와 환경,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료이지만, 자료의 기록, 보존, 분류, 분석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 프레임워크의 구축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은 문서에 숨겨져 있는 테마 구조를 드러내주는 알고리즘으로 연구 동향 분석과 
같이 대량의 문서에 내재된 주제어를 찾아내기에 적합한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운드스케이프 연구 분야
의 대표적 학술지인 <Soundscape>의 논문을 토픽 모델링 기법으로 분석하여 사운드스케이프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주제어를 도출해 보고, 이를 사운드스케이프 온톨로지(Soundscape Ontology) 및 사운드 아
카이브의 메타데이터 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시맨틱 웹 기술인 링크
드 데이터(Linked Data) 기반의 사운드스케이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설계의 기초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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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undscape provides important resources to understand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our society, 
however, it is still its infancy to study on the research framework to record, conserve, categorize, and 
analyze soundscapes. Topic modeling is an automatic approach to discover hidden themes that are 
disperse in unstructured documents, thus topic modeling is robust enough to find latent topics such 
as research trends behind a collection of documen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over topics 
on current soundscape research based on topic modeling, furthermore, to discuss the possibilities to 
design a metadata system for sound archives and to improve Soundscape Ontology which is currently 
devel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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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음악가이자 교육자인 머레이 쉐퍼(R. 
Murray Schafer)는 1970년대 초반 당시 대두되던 도
시의 소음 공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 주변의 음
향 환경에 대한 관심의 고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사
운드스케이프 연구를 시작하였다. 사운드스케이프 연구
는 다학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음악, 미술, 커뮤니케이
션, 교육, 사회과학, 생태학, 음향학, 음악공학, 심리학, 
지도학, 의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1].

사운드스케이프는 음향 환경(acoustic 
environment)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는 자연에서 발
생하는 음향 물리적 현상의 집합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
다. 음향 환경의 분석을 통해 “활동의 유형, 커뮤니케이
션 모드와 활동과 관련된 행위자들에 대한 정보를 유추
[2]”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리와 음악에 대한 대
부분의 연구는 음향 환경의 사회문화적 맥락보다는 소리
의 물리적 성질이나 음악적 언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사운드스케이프 연구는 소리를 통해 문화와 
환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를 위해 필
수적인 소리와 관련된 지식정보 및 디지털 자원의 체계
적인 분류는 아직 미흡한 편이다. 이는 60년대 이후 커
뮤니케이션 연구의 한 분야로 출발한 사운드스케이프 연
구의 짧은 역사에도 기인하지만 그동안 음악과 소음이라
는 특정 유형의 소리를 중심으로만 연구가 집중된 때문
이기도 하다.

한편 웹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사운드 아카이브, 소
리 지도(sound map), 소리 공유 서비스 등 웹 기반의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어 사회문화적 관점의 소리 
연구를 위한 디지털 자원의 보존 및 공유가 용이해지고 
있다. SoundCloud, Free Music Archive, 
Freesound, ccMixter와 같은 다양한 온라인 사운드 공
유 서비스가 개발되었는데, 특히 2000년대 중반 시작된 
구글 지도(Google Maps) 서비스는 온라인 상에서 지리
적 정보와 해당 위치에서 수집된 음향에 대한 기본적인 
맥락 정보를 제공하는 소리 지도 서비스(일종의 디지털 
사운드 아카이브라고 할 수 있다)를 가능하게 하였고, 뉴
욕, 몬트리올, 바르셀로나,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리 지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그림 1. 서울사운드맵 프로젝트

소리 지도와 같은 온라인 아카이브는 사운드스케이프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이지만 소리에 관한 풍부한 메
타데이터를 기록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은 체계화
되어 있지 않아 온라인상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량의 소리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는 아직 어려
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픽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사운드스
케이프 연구 분야의 대표적 학술지인 <Soundscape 
>[3]의 논문을 분석하여 사운드스케이프 연구 동향을 파
악할 수 있는 주제어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또한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의 인수 변화에 따른 토픽 
모형 최적화를 실험해봄으로써 사운드스케이프 온톨로
지(Soundscape Ontology)[1] 및 사운드 아카이브의 
메타데이터 설계 시 토픽 모델링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
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링크드 데이
터(Linked Data)와 같은 시맨틱 웹 기술이 적용된 사운
드스케이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설계의 기
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 관련 연구

1. 사운드스케이프와 음향 생태학
쉐퍼[4]는 사운드스케이프가 특정 사회를 이해하기 위

한 중요한 지표라는 전제하에 산업혁명, 전기혁명
(electric revolution)을 거치면서 소음공해로 인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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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이 잃어버린 소리에 대한 지각력, 이른바 청음력(聽
音力, clairaudience)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산업디자인이라는 학문을 파생시킨 바우하우스의 
미술 교육을 언급하며 음향 환경(acoustic 
environment)의 개선을 위해 음악가, 음향학자, 심리학
자, 사회학자 등이 참여하는 학제간 연구인 음향디자인
(acoustic design)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를 위해 
쉐퍼는 실험실에서의 연구보다는 현장 연구를 통한 우리 
주변의 음향 환경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중요함을 강조
하며 힐데가르트 웨스터캠프(Hildegard Westerkamp), 
베리 트루악스(Barry Truax) 등과 함께 <벤쿠버 사운드
스케이프(The Vancouver Soundscape)>, <세계 사운
드스케이프 프로젝트(World Soundscape Proejct)>와 
같은 현장 연구를 진행하였다.

<세계 사운드스케이프 프로젝트>의 주요 연구자 중 한
명이었던 트루악스는 쉐퍼의 사운드스케이프 연구를 커
뮤니케이션 연구의 관점에서 음향학, 음악, 전기음향학
(electroacoustics)과 연계하여 음향 커뮤니케이션
(acoustic communication)이라는 개념으로 확장시켰
다. 트루악스[2]는 사운드스케이프를 “전체로서 개인과 
사회가 청취를 통해 음향 환경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정
의하며 음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의 이
해를 위해서는 사운드스케이프에 내재된 맥락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강조한다.

쉐퍼[4]는 학제간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연구 
분야인 음향 디자인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기초 연구로 
음향 생태학 역시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소리가 생활이
나 사회와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인지를 다루는 학
문”으로서의 사운드스케이프 - 음향 생태학 - 연구는 이
후 사운드스케이프 생태학(Soundscape Ecology)[5], 
에코음향학(Ecoacoustics)[6]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2. 사운드스케이프 온톨로지
컴퓨터 성능의 향상과 함께 디지털 오디오 신호 처리 

분야에서는 음성 인식(speech recognition), 음악 정보 
추출(music information retrieval, MIR) 연구를 중심
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실용화되고 있지만 디지털 
오디오 신호의 메타데이터는 신호 처리와 관련된 기술 
정보 또는 디지털 오디오의 생산, 유통 중심의 정보만 담

고 있어 소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풍부한 사회문
화적 맥락의 정보를 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레이몬드(Y. Raymond)[7]는 웹을 통해 음악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링크드 데이터(Linked data)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음악 온톨로지(Music Ontology)를 고
안하여 BBC의 웹서비스에 활용하였다. 음악 온톨로지는 
도서, 음악, 미술작품 등 창작물의 서지정보를 기술할 수 
있는 모형인 FRBR(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를 바탕으로 하여 조성, 장르, 
악기와 같은 음악 정보 뿐만 아니라 신호 특징(feature) 
정보, 이벤트 정보, FOAF(Friends Of A Friend) 기반
의 사회관계망 정보 등 음악과 관련된 풍부한 맥락 정보
를 담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최수환과 고영만[1]은 사운드스케이프 디지털 아카이
브에 풍부한 사회문화적 맥락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모형
으로 사운드스케이프 온톨로지(Soundscape 
Ontology)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쉐퍼의 사운드
스케이프 이론을 바탕으로 음악 온톨로지, FRBR 모형을 
매쉬업으로 구성하여 일반적인 음성(speech), 음악 뿐
만 아니라 음향 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소리를 포함할 수 
있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림 2. 사운드스케이프 온톨로지
  

3.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연구 동향 분석
“토픽 모델(topic model)은 문서 컬렉션에서 숨겨진 

테마 구조를 드러내주는 알고리즘[8]”으로 대량의 텍스
트로부터 의미있는 주제어를 발견해 주는 알고리즘이다. 
토픽 모델링은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를 다루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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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말뭉치 또는 대량의 문서에서 
‘토픽(topic)’이라는 주제어를 통계적 분석을 통해 찾아
내는 기법이다.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NMF(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와 같은 
알고리즘이 주로 사용되며, 말뭉치에서 명시적으로 드러
나지 않는 숨겨진 맥락의 주제어를 발견할 수 있다.

토픽 모델링은 국내에서도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산업공학, 컴퓨터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
으며[9-12], 대량의 문서에서 유의미한 주제어를 발견하
기에 적합하므로 연구 동향 분석과 같이 맥락 상 암묵적
으로 표현되는 정보들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사운드스케이프 연구와 관련된 주제어 

도출을 위하여 사운드스케이프 분야의 전문 학술지인 
<Soundscape>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Soundscape>는 1993년 설립된 세계음향생태학포럼
(The World Forum for Acoustic Ecology, WFAE)에
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2000년부터 총 17권 21호가 발
간되었다. 세계음향생태학연구포럼은 사운드스케이프를 
연구하는 국제 연구 네트워크의 연합체로 캐나다, 호주, 
영국/아일랜드, 일본, 핀란드, 그리스 등에서 지역 협회
를 운영하고 있다.

사운드스케이프 연구의 영향력과 확산에 대한 강
(Kang)과 알레따(Aletta)[13]의 연구에 따르면 생물학, 
음향학, 도시 계획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전문 학술지에
서 사운드스케이프에 관한 연구가 확산되고 있으나 사운
드스케이프와 관련된 주요 논문은 학술지당 평균 1.7편
(134종의 학술지 중 228편의 주요 논문)이고, 10편 이
상의 논문이 수록된 학술지는 2종으로 사운드스케이프
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Soundscape> 학술지는 초기 사운드스케이프 
연구를 이끌었던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Simon Fraser University)의 웨스터캠프가 편집장을 
맡았던 사운드스케이프 분야의 대표적 학술지로 단일 학

술지 중 사운드스케이프 연구 논문이 가장 많이 수록되
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oundscape> 각 호에 
실린 특집 논문(featured articles) 111편을 연구대상으
로 하였다.

2. 토픽 모델링 알고리즘
토픽 모델링 알고리즘[14]으로는 확률 그래프 모델

(Probabilistic Graphical Models) 기반의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와 선형대수 기반의 
LSA(Latent Semantic Analysis), 
NMF(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 등이 있
는데 본 연구에서는 Python으로 구현된 Gensim[15] 
LDA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LDA는 생성 확률 모델(Generative Probabilistic 
Model)로 대량의 문서에서 추출한 말뭉치로부터 토픽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으로 문서(document)는 잠재적 토픽
(latent topics)들의 임의적 구성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8]. 즉, 대량의 문서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특정 토
픽과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토픽이 명시적으로 표현되
지 않더라도 분석 대상이 된 텍스트에 내재된 토픽이 무
엇인지 확률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3. 데이터 전처리
연구대상인 111편의 논문은 PDF 형태로 파일이 공개

되어 있어 텍스트 데이터만 추출 후 LDA 알고리즘을 적
용하기 전에 불용단어(stopwords) 제거, 표준형 변환
(lemmatization), 단어 토큰화(tokenization) 등의 전
처리를 거쳤는데 이를 위해서는 Python NLTK, Spacy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그림 3. 토픽 모델링 과정
  

IV. 연구 결과

<Soundscape>에 게재된 111편의 논문에서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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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1 topic2 topic3 topic4 topic5

education, body, land, 
ecology, conference, 
ecosystem, office, 

material, participant, 
group

voice, way, medium, 
radio, city, context, space, 

art, speech, example

medium, island, edge, 
gps, ecosystem, 

bermagui, community, 
sample, walk, specie

radio, song, station, 
thoreau, sphere, hearing, 
listener, train, car, press

technology, wind, 
humpback, leonardson, 

khazam, mccombe, 
levack, winlkler, christne, 

chris

topic6 topic7 topic8 topic9 topic10

human, anthropology, 
museum, rock, ontology, 
tsunami, step, brabec, 

earthquake, japan

film, cycle, grain, woman, 
spencer, image, 

macdonnell, cantrill, 
arthur, roland

student, city, project, 
training, fukushima, 

school, surface, museum, 
child, bird

lake, pitch, resonance, 
location, bell, foot, 

mountain, property, wave, 
ice

noise, environment, time, 
world, way, people, place, 

space, ecology, 
experience

topic11 topic12 topic13 topic14 topic15

education, tenkku, 
method, child, book, 

conference, teacher, liisa, 
feld, teaching

map, city, environment, 
life, information, space, 

time, way, people, noise

design, space, 
environment, designer, 
isitor, area, material, 

animal, process, building

pauline, world, person, 
olivero, body, 

consciousness, grano, 
people, thing, work

space, home, system, 
environment, musician, 

room, hall, concert, aae, 
technology

topic16 topic17 topic18 topic19 topic20

thing, mcluhan, earworm, 
man, appearance, city, 
entity, xenakis, idea, 

schafer

venue, customer, group, 
thread, whale, culture, 

machine, pupil, museum, 
project

noise, sea, animal, ocean, 
fish, water, frequency, 
study, education, japan

environment, silence, 
space, community, 
people, technology, 
franklin, background, 
truax, communication

time, heidegger, listener, 
presence, awareness, 

phenomenology, space, 
csipio, approach, 

experience

표 2. 불용단어 추가 및 명사 만을 사용한 토픽 모델링 결과

topic1 topic2 topic3 topic4 topic5

sound, acoustic, music, 
noise, soundscape, 
environment, space, 
design, may, time

hearing, loss, sound, ear, 
hear, tinnitus, island, 

mobile, jazz, man

employer, kiosk, energise, 
reestablish, unsw, sound, 

community, wireless, 
soundscape, contextualise

earplug, protection, fit, 
seal, plug, protector, 
foam, earmuff, insert, 

protective

museum, westerkamp, 
forest, museological, 

hirano, land, author, fig, 
ca, soundscape

topic6 topic7 topic8 topic9 topic10

music, free, hear, graing, 
bell, community, grainger, 
theremin, ear, museum

earthquake, fukushima, 
japan, tsunami, etz, 
hayyim, synagogue, 
disaster, rock, visit

sound, hear, soundscape, 
noise, acoustic, 

environment, music, 
world, experience, hearing

space, place, virtual, 
folklore, life, second, real, 
carbondale, composition, 

sound

olivero, venue, customer, 
pauline, thread, ambiance, 

consciousness, body, 
perception, deep

topic11 topic12 topic13 topic14 topic15

sound, noise, whale, fish, 
animal, thing, ocean, sea, 

hear, earworm

sound, listen, sonic, 
medium, environment, 
acoustic, radio, also, 

experience, way

ice, garden, training, 
japanese, drift, spatial, 
arctic, sea, cryophonic, 

snap

sound, city, soundscape, 
project, people, music, 
space, acoustic, sonic, 

make

todd, frailty, elliott, erwitt, 
vague, down, 

randomness, carefree, 
ofphotographic, 

biographical

topic16 topic17 topic18 topic19 topic20

world, thing, person, 
blind, sight, think, grano, 

book, way, get

time, student, heidegger, 
tenkku, urho, teacher, 

education, method, 
encounter, class

atmosphere, class, 
pothole, psychologist, 
ecologist, vancouver, 

pillar, atmosphere, land, 
classroom

sound, soundscape, work, 
environment, world, 
space, music, listen, 

acoustic, time

sound, soundscape, voice, 
use, music, acoustic, 

pitch, chant, perform, may

표 1. Gensim LDA 알고리즘을 사용한 토픽 모델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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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표 1]의 토픽 거리맵(Intertopic Distance Map)과 상위 빈출 어휘

그림 5. [표 2]의 토픽 거리맵과 상위 빈출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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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을 추출하여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Gensim 
LDA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사운드스케이프 연구의 주제
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20개의 토픽 중에서 
topic3, topic8, topic15, topic19는 출현 빈도가 높은 
상위 10개의 단어의 가중치가 모두 0.001 이하로 유의
미한 토픽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나머지 16개의 토
픽을 잠재적인 주제어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림 4]와 같
이 토픽 거리맵(intertopic distance map) 상에서 유
효성이 높은 토픽들이 특정 사분면에 집중되어 있어 사
운드스케이프 연구 주제어 도출을 위한 의미 있는 토픽 
모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
터셋과 분석대상인 문서에 ‘sound’, ‘soundscape’, 
‘music’, ‘acoustic’과 같이 사운드스케이프 연구에서 빈
번하게 사용되는 어휘와 주요인물, 지명과 같은 고유명
사가 많이 사용된 결과로 여겨진다. 한편 출현 빈도가 높
은 단어 중에는 ‘music’, ‘time’, ‘space’, ‘world’, 
‘place’, ‘noise’, ‘city’, ‘community’, ‘voice’, ‘design’, 
‘environment’, ‘medium’과 같이 사운드스케이프 연구
를 통해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자 할 때 단서가 될 
수 있는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는 111편의 논문 전문으로부터 추출한 말뭉치에
서 ‘sound’, ‘sounds’, ‘soundscape’, ‘soundsscapes’
를 불용단어로 처리하고 문서에 등장하는 어휘 중 명사 
만을 포함하여 토픽 모델링을 실행한 경우이다. 이 경우 
[그림 5]와 같이 토픽 거리맵에서 토픽들이 [그림 4]보다

는 상대적으로 더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말
뭉치 중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로 ‘ecology’, ‘culture’, 
‘experience’, ‘system’, ‘technology’, ‘education’, 
‘location’과 같이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표 1]과 [표 2]의 경우 일관성 점수
(coherence score)는 각각 0.358, 0.389로 불용단어 
추가, 품사 제한 등을 통해서 토픽 모델이 개선된다고 할 
수 있다.

토픽 모델의 유의미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일관성 점수
는 데이터의 전처리 정도, LDA 알고리즘의 매개변수
(gensim LDA 알고리즘의 경우 passes, chunksize, 
update_every), 잠재 토픽의 개수 등에 영향을 받는데 
본 실험에서는 잠재 토픽의 개수에 따라 [그림 6]과 같은 
변화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잠재 토픽의 개수가 많을수
록 일관성 점수가 상승하다가 일정한 수치에서 잠시 하
락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때까지의 잠재 토픽 개수 최댓
값이 최적의 수치라고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잠
재 토픽 개수가 14일 때 1차적인 최댓값(0.394)이 나타
났으므로 앞의 실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잠재 토픽 개수
를 14로 변경하여 다시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4]는 뉴럴 임베딩(neural 
embeddings)[16]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토픽 라벨링
(topic labeling)을 시도한 결과이다.

topic1 topic2 topic3 topic4 topic5

noise, environment, study, 
research, people, level, 

area, world, design, 
information

hearing, ear, loss, noise, 
level, aid, frequency, 

tinnitus, speech, training

voice, song, culture, 
concept, university, press, 
human, japan, word, york

experience, ecology, 
environment, space, art, 

life, world, work, 
relationship, place

thing, bell, century, mind, 
kind, nature, difference, 

point, ear, wind

topic6 topic7 topic8 topic9 topic10

student, education, 
school, ecology, group, 
project, child, listening, 

class, time

festival, event, city, man, 
recording, bird, place, 
film, radio, vancouver

ice, people, project, land, 
city, wave, park, forest, 

earthquake, work

design, space, museum, 
nature, process, material, 

garden, project, site, 
element

concert, space, venue, 
island, community, thread, 

environment, medium, 
edge, customer

topic11 topic12 topic13 topic14

space, time, place, 
experience, location, 
listener, composition, 

perception, map, figure

silence, medium, 
technology, environment, 
radio, concept, schafer, 

world, order, time

animal, noise, sea, water, 
ocean, fish, whale, 

response, frequency, 
specie

world, people, body, 
voice, person, moment, 

day, time, state, 
consciousness

표 3. gensim LDA 알고리즘을 사용한 토픽 모델링 결과 (토픽 개수 = 14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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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토픽 개수에 따른 일관성 점수 변화

  

topic1 noise treatment topic8 nature

topic2 hearing aid topic9 place

topic3 voice topic10 acoustic

topic4 soundscape 
ecology topic11 noise map

topic5 sound effects topic12 media

topic6 music education topic13 animal

topic7 city topic14 performance

표 4. 뉴럴 임베딩을 활용한 [표 3]의 토픽 라벨링 결과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사운드스케이프 연구 
주제어 분석을 위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발간된 총 
21권의 <Soundscape> 학술지에 게재된 111편의 논문 
원문을 데이터로 활용하여 잠재 토픽 도출을 시도하였
다. Python으로 구현되어 있는 Gensim LDA 알고리즘
으로 토픽 모델링 후 일관성 점수가 1차 최대치가 되는 
잠재 토픽 개수를 설정하여 [표 4]와 같은 토픽을 유추하
였다. 이는 2000년 이후의 사운드스케이프 연구의 주요 
주제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Soundscape> 학술지가 세계음향생태학포럼(WFAE) 
이라는 특정 연구 집단의 연구 결과를 주로 포함하고 있
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운드스케이프와 관련된 폭 넓은 

연구 집단의 동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LDA 알고리즘 기반 토픽 모델링은 가중치가 높
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무명의 잠재 토픽을 도출해 주기
는 하나 이를 분석하여 정확한 용어로 구체화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토픽 라벨링 알고리즘을 사용한 실험을 거
칠 필요가 있다.

사운드스케이프는 청각적 경험만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화와 환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진, 영상과 같은 이미지에 다양한 정보가 
기록되는 것처럼 사운드스케이프 또한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대한 입체적인 정보를 내재하고 있으며 이를 활
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분류와 분석 프레임워크가 필
요하다.

토픽 모델링은 대량의 문서에 내재된 유의미한 주제어
를 발견하기에 적합한 기법으로 사운드스케이프 연구와 
같이 어휘의 정의, 분류 체계가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분
야에서 연구 동향이나 유의미한 주제어를 도출하기에 적
합한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데이터를 바탕으
로 토픽 모델링을 시도하였으나 향후 대량의 데이터 분
석 및 다층적인 알고리즘 기반 토픽 라벨링을 통해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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